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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발렌티노, 뇌전증 환자들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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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Valentine, the Saint Patron of Epilepsy

Keun Tae Kim, MD

Department of Neur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Background: Saint Valentine is a well-known patron saint of lovers. However, few know that Saint Valentine is the patron 

saint of epileptics.

Methods: The origin of Valentine's day, the life of Saint Valentine, and his association with epilepsy were investigated through 

sundry literature, including medical, historical, religious, and literary as well as scientific sources.

Results: Saint Valentine was a priest and martyr of the 3rd century. Through the monastery medicine age, he became widely 

known as a patron saint of epilepsy. Valentine’s day became an anniversary related to love by poets and writers such as 

Geoffrey Chaucer and William Shakespeare.

Conclusions: While science and medicine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in modern times, Saint Valentine would still be 

needed for epilep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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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호성인(patron saint)이란 가톨릭교회 등에서 어떤 특정한 개

인이나 단체, 지역, 국가, 교구, 성당을 보호하는 성인을 일컫는 말

이다.1 신자들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인이나 성녀를 택하여 

모시고 그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으면, 수호성인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며 전구를 보장해준다.2 또한 이 수호성인들은 ‘축일’이라는 

개념으로 달력에서 하나 이상의 날짜에 응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인 달력(calendar of saints)’라고 부른다. 이 날짜는 기념의 의

미를 가진다기보다는 특정 성인에게 헌정(dedicate)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성 발렌티노(영문: Saint Valentine, 국어 표기법은 “밸런타인”

이지만 우리나라 가톨릭에서는 “발렌티노”로 표기하고 있다3)는 

3세기의 순교자로서 사랑과 결혼(또는 약혼), 연인들의 수호성인으

로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축일의 주인이다. 밸런타인데이(Valentine’s day)로 잘 알

려져 있는 2월 14일이 바로 성 발렌티노의 축일이며, 오늘날 우리

는 이 날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 받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그리고 매년 2월 14일이 되

면 누구나 설레는 날의 주인인 바로 그 수호성인이 사실은 뇌전증 

환자들의 수호성인임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에 본고에서

는 밸런타인데이의 기원, 성 발렌티노의 생애 그리고 뇌전증과 성 

발렌티노의 관계에 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뇌전증 환자들의 수

호성인으로서의 의미를 알리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성 발렌티노에 한 자료를 탐색하기 위하여 PubMed와 GoogleⓇ에

서 영문으로 ‘Saint of eilepsy’, ‘Patron saint of epilepsy’, ‘Saint 

Valentine’ 그리고 ‘Saint Valentine’s day’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관련 문헌을 검색하였다. 밸런타인데이의 유래와 성 발렌티노의 

생애에 하여 국제전문학술지, 서적, 웹사이트, 가톨릭 교리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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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phelia’s song of the play “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 (act 4, scene 5)6

Original text Modern text

Tomorrow is Saint Valentine’s day
All in the morning betime
And I a maid at your window
To be your Valentine
Then up he rose, and donned his 

clothes
And dupped the chamber door
Let in the maid that out a maid
Never departed more

Tomorrow is St. Valentine’s day
And early in the morning
I’m a girl below your window
Waiting to be your Valentine
Then he got up and put on his 

clothes
And opened the door to his room
He let in the girl, and when she left
She wasn’t a virgin anymore

경, 신문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헌에 하여 자세한 추가 검색

을 시행하였으며, 뇌전증의 수호성인으로서 등장하는 성 발렌티노

에 해서는 상호 심사 학술지(peer-reviewed journals)와 전자도

서관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모아 비교 및 조하였다. 가톨

릭 교리서와 성경의 인용에 해서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로부

터 허가를 받았다.

결 과

1. 밸런타인데이의 유래

Oruch4에 의하면, 영국의 표적 시인 중의 한 명인 초서

(Geoffrey Chaucer, 1343?-1400?)가 쓴 “새들의 의회(Parlement 

of foules)”에 의하여 처음으로 밸런타인데이를 사랑과 연관 짓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시 15세의 영국 왕 리처드 2세(Richard III, 

1367-1400)와 15세의 신성로마제국의 공주인 앤(Anne of Bohemia, 

1366-1394)이 1381년 5월 2일에 약혼한 후 1주년을 기념하기 위

한 시(poem)이다.5 몽상적 내용에 압운과 연을 갖춘 이 시는 약 

700행에 이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For this was on seynt Volantynys day

Whan euery bryd comyth there to chese his make.

이것은 현  영어로 “For this was Saint Valentine’s day, when 

every bird cometh there to choose his mate.”이며, “성 밸런타인

데이에 모든 새들이 모여들어 짝을 찾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Willian Shakespear, 1564-1616)

의 희곡 햄릿(Hamlet: 정식 명칭은 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의 4막 5장에서 오펠리아(Ophelia)는 “your 

Valentine”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사용하여 노래하는데, 그 내용은 

Table과 같다.6

위와 같이 걸출한 작가들이 밸런타인데이와 사랑을 연관 짓고, 

이것이 여러 경로로 인용되거나 언급되는 과정에서 밸런타인데이

는 자연스럽게 연인들을 위한 날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보다 이

전에도 밸런타인데이는 존재하였는데, 가톨릭 성인의 축일이었다. 

성 발렌티노의 축일은 서기 496년에 교황 젤라시오 1세(Gelasius 

I, 재위 492-496)에 의하여 지정된 바가 있다.7 하지만 당시에 “…

whose names are justly reverenced among men, but whose acts 

are known only to God.”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 발렌티노에 해

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8 또한 초서의 시가 나오기 전에는 

연인이나 사랑에 하여 언급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4 밸런타인

데이에 사랑에 관련된 풍습이 생겨난 것은 성 발렌티노의 성직자

로서의 발자취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는 초서와 셰익스피

어 등의 시인이나 문학가들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사랑과 관계된 

기념일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성 발렌티노의 생애

그렇다면 성 발렌티노는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기록이 많지 않

아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서 전해지는 내용이 

많지만 성 발렌티노는 로마의 성직자로 알려진 성 발렌티노와 

Interamna (이탈리아 Umbria의 남부 도시, 현재의 Terni)의 주교

로 압축된다. 여러 문헌이나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사실 동일 인

물이라고 보고 있다.5,9-12 가톨릭의 Terni 교구의 공식 기록에 따르

면,13 성 발렌티노 주교는 현재의 Terni의 옛 이름인 Interamna에서 

태어났으며, 2월 14일에 순교하였는데, 연도에 해서는 269, 270, 

273년 등의 이야기가 있으나 269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

다.4,9,10,14,15

성 발렌티노는 354년에 제작된 첫 번째 성인 달력인 로마 순

교록(Chronograph of 354)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등

장하는 것은 5세기 중반에 제작된 예로니모 순교록(Hieronymian 

Martyrology, the Martyrology of Saint Jerome)이며, 여기에서 

성직자 발렌티노와 주교 발렌티노의 기록은 각각 다른 성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6 이후로도 성 발렌티노에 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문헌에서 등장하는데, 1493년에 출판된 뉘

른베르크 연 기(Nuremberg Chronicle)에서는 클라우디우스 2세

에 의하여 처형당한 로마의 성직자이자 순교자로 설명하고 있다

(Fig. 1).15,17

이 외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성 발렌티노가 성직자로서 활동하던 시기에 황제인 클라우

디우스 2세는 전쟁터에 나가는 남자들의 전투 의지를 위하여 결혼

을 금지시켰다. 이 시기에 성 발렌티노가 비 리에 남녀들의 결혼

식을 치러주었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9,18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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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aint Valentine in the sixth chapter of Nuremberg chronicle
(upper right). It was published in Latin in Nuremberg on July 12, 
1493 and translated and published in German on December 23 of the 
same year. This is a German translation version.15

A B

Figure 2. (A) Saint Valentine patron of epileptics. It was exhibited in:
"The Origins of European Printmaking: 15th Century Woodcuts and 
Their Public", Germanisches Nationalmuseum, Nuremberg, 
2005-2006, No. 98.29 (B) Saint Valentine. Saint Velentine healing an
epileptic. This is representative of “Saint Valentine” in Wikipedia, 
currently.28,30

편, 성 발렌티노는 감옥에서 아스테리우스(Asterius)라는 관리의 

양녀를 알게 되었는데, 이 소녀는 맹인이었다. 아스테리우스의 청

을 받아 성 발렌티노가 이 소녀의 눈에 손을 고 기도하자 곧 눈

을 떴다고 한다. 이에 아스테리우스는 46명의 가족과 그리스도교

로 개종하였다.18,19 하지만 당시는 그리스도교가 박해 당하던 시기

로서, 이러한 포교 활동 때문에 성 발렌티노는 당시 황제인 클라우

디우스 2세 앞에 끌려가 처형당하였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5세기까지도 성 발렌티노는 사랑이나 

연인과 같은 의미보다는 가톨릭의 순교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

였다. 앞서 이야기한 초서 이후의 문학자들의 시와 희곡이 탄생하

기 전까지 성 발렌티노는 온전히 성직자로서 알려져 있었다.

3. 뇌전증의 수호성인으로서 성 발렌티노

뇌전증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20 이미 기원전 3000년

경에 바빌로니아에서는 Sakikku라는 의학서에서 뇌전증을 기록하

였으며, 기원전 1700년경 이집트에서는 Edwin Smith Papyrus에서 

전신강직간 발작의 자세한 모습을 기록하였다.21 이러한 뇌전증

의 오랜 역사와 성 발렌티노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종교와 질병이 어떻게 맞닿아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중세 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도원 의학의 존재이다.

비록 히포크라테스가 “The Sacred Disease”에서 뇌전증은 초자

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11 이후로 

여러 세기에 걸쳐 뇌전증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

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성스러운 또는 신비로운 질병으로 생각하

였다.10,20,22,23 잘 알려져 있듯이 종교의 영향력이 지 하였던 중세

의 유럽에서는 각지의 수도원이 의료의 중심이었다. 수도원에서는 

인도주의와 박애로써 무상으로 의료를 행하였다. 수도원의 의무실

(infirmatorium)에서 펼쳐지는 중세 의학은 초자연적이면서도 종교

적인 내용이 혼합되어서, 질병과 죄악의 관계를 중시하고 치료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거나 동물이나 식물을 섭취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예컨 ,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뇌전증 환아의 이야기

가 등장하는데 예수께서는 이 병으로 고통받는 소년에게서 악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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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aint Valentine and two infants with epilepsy. This is a 
deckenmalerei over the altar in the Valentine's Chapel in 
Unterleiterbach. Blessed by Valentine, the evil spirits are leaving 
from the infant (red arrow).31

쫓아 내셨다고 하며(마태오 복음서 17:14-18, 마르코 복음서 

9:14-27, 루카 복음서 9:37-43),24-26 이에 따라 믿음과 기도는 뇌전

증의 중요한 치료법이 되었다. 한편, 유명한 빙겐의 수녀원장 힐데

가르트(Hildegard von Bingen)는 그녀의 저서 “Physica”에서 “뇌

전증 환자는 타조 살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고 광기를 없앨 수 있

다.”라고 기술하기도 하였다.27 결국, 뇌전증에 한 치료법의 부재

는 시  상황에 의하여 종교에 귀의하는 동기가 되고, 종교적인 믿

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생명, 질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

는 모든 과정에 하여 절 자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학, 미술 등으로 사상과 정보가 전파되

는데 뇌전증과 이어진 수호성인은 단연 성 발렌티노가 되었다. 여

러 문헌에서 성 발렌티노가 뇌전증과 연결되는 이유로 언어적 유

사성을 꼽고 있다.4,9,10,12,28 즉, 중세 독일어에서 “Fallen”과 비슷한 

발음이 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성 발렌티노는 뇌전증의 상

징이 되었는데, 뇌전증을 일컫는 “St. Valtins Krankheit”라는 병명

이 있을 정도였다.10,22 Kluger와 Kudernatsch12는 13세기 이후로 

제작된 성 발렌티노에 한 341개의 삽화와 조각품을 분석하였는

데,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작품들에서 뇌전증과 관련된 묘사가 일

관되게 등장한다. 뇌전증의 증상을 보여주는 환자와 그들을 치료

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 발렌티노가 그려졌다. 환자들

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그려졌으며, 뇌전증의 증상은 현

 의학에서 말하는 전신강직간 발작을 하여 누워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고(Fig. 2), 뇌전증의 원인인 “악령”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였다(Fig. 3).

간추리면, 중세의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수도원으로 향하거나 수호성인에게 치료받기를 갈망하였

다. 이러한 중세의 수도원 의학을 거치면서 성 발렌티노는 뇌전증

과 연관되어 질병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인 토포스(topos)가 되어 

그림과 조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 찰

사회적, 의학적, 종교적 관점에서 뇌전증과 성 발렌티노에 하

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성 발렌티노는 서기 3세기경에 활동한 성직

자이자 순교자로서, 5세기경부터 성인 달력에 등장하는 가톨릭 성

인이다. 13세기를 넘어서면서는 뇌전증의 수호성인으로 널리 알려

졌으며, 이것은 종교와 의학이 교차하는 중세 의학의 영향을 받았

을 가능성이 크다. 근 에 이르러 문학가들에 의하여 연인이나 사

랑의 수호성인으로 인용되면서 현 에 이르러서는 밸런타인데이

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랑에 한 상업 행사를 위한 날로 널

리 알려졌다.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사회에서도 병 자체가 아니라 

병든 사람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종교의 존재 의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당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자의 영혼 구제에 

관여하는 것은 종교의 사명이었을 것이다. 비록 현  관점에서 본

다면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편향된 중세 의학이었지만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뇌전증에 한 미신이나 편견은 분명히 존재한

다. 같은 맥락에서, 발전된 현  의학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나 영

적으로 의지할 수호성인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일 것이다.

오랫동안 성 발렌티노는 뇌전증을 위한 수호성인으로 뚜렷하게 

존재하여 왔지만 의학이 발달한 현 에 이르러서 오히려 우리가 

성 발렌티노의 고귀한 상징성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아무쪼록 

본고를 통하여 뇌전증에 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밸런타인

데이의 그 흔한 사랑 이야기보다는 뇌전증 환자에게 조금 더 관심

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뇌전증의 사회적 편

견 해소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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